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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Cu and B on effective grain size and low-temperature toughness of thermo-mechanically processed high-

strength bainitic steels we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The microstructure of the steel specimens was analyzed using optical,

scanning,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heir effective grain size was also characterized by 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To evaluate the strength and low-temperature toughness, tensile and Charpy impact tests were carried out. The

specimens were composed of various low-temperature transformation products such as granular bainite (GB), degenerated upper

bainite (DUB), lower bainite (LB), and lath marteniste (LM), dependent on the addition of Cu and B. The addition of Cu

slightly increased the yield and tensile strength, but substantially deteriorated the low-temperature toughness because of the

higher volume fraction of DUB with a large effective grain size. The specimen containing both Cu and B had the highest

strength, but showed worse low-temperature toughness of higher ductile-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DBTT) and lower

absorbed energy because it mostly consisted of LB and LM. In the B-added specimen, on the other hand, it was possible to

obtain the best combination of high strength and good low-temperature toughness by decreasing the overall effective grain size

via the appropriate formation of different low-temperature transformation products containing GB, DUB, and LB/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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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극한 지역에서의 에너지 생산 및 수송, 저장을 위

한 초대형 선박 및 해양플랜트, 라인파이프, 압력저장용

기 등의 건설이 증가함에 따라 고강도와 함께 우수한 저

온인성(low-temperature toughness)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철강재료는 이들 구조물의 제작에 폭넓게 사용되

는 재료로서 응용분야에 따라 사용되는 강도와 규격은

다르지만, 모두 베이나이트나 마르텐사이트와 같은 저온

변태 조직(low-temperature transformation products)을

이용하여 강도와 저온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3) 현재 고강도와 함께 우수한

저온인성을 동시에 얻기 위해서 Ni, Cr, Mo과 같은 고

가의 합금원소를 첨가하거나 제어압연과 가속냉각을 포

함한 가공열처리 공정(thermo-mechanical control process,

TMCP)을 통해 결정립을 미세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널

리 사용되고 있다.4,5) 실제로 고가의 합금원소를 많이 첨

가할 경우 높은 강도와 저온인성을 쉽게 얻을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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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소재의 가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Cu 및 B과 같은 저가

의 합금원소나 TMCP 기술을 이용하여 요구되는 기계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얻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Cu는 전기로 조업 시 스크랩 내에 필연적

으로 함유되어 제거하기가 매우 어려운 원소로 이를 무

해화하거나 순기능을 위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다.6,7)

한편 B은 극미량의 첨가를 통해 경화능을 크게 증가시

켜 베이나이트나 마르텐사이트와 같은 저온변태 조직의

형성을 촉진한다.4,8) 따라서 TMCP 조건의 조절을 통해

결정립을 미세화시키고, Cu와 B를 잘 활용하여 적절한

저온변태 조직을 형성시킬 경우 고강도와 저온인성을 동

시에 갖는 우수한 기계적 특성의 철강재료를 경제적으

로 제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u 및 B 첨가를 달

리하고, 제어압연과 가속냉각을 통해 결정립을 미세화시

켜 다양한 저온변태 조직을 갖는 시편들을 제조하고, 이

들의 미세조직을 분석하였다. 특히 EBSD(electron back-

scattered diffraction) 분석을 통해 시편들의 유효결정립

도(effective grain size)를 분석하고, 인장 및 충격 시험

을 실시하여 강도와 저온인성을 평가함으로써 미세조직

과 기계적 특성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료는 Fe-0.07C-0.25Si-1.9Mn-0.7

(Ni+Cr+Mo)-0.1(Nb+V+Ti)-0.03Al(wt. %)을 기본 조성으

로 한 ‘Base 시편’과 함께 Cu 및 B 첨가에 따라 ‘Cu 시

편’, ‘B 시편’, ‘Cu-B 시편’의 4 종류이며, 이들의 자세

한 화학조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저온변태 조직을

형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어압연 및 가속냉각 조

건을 설정하였다. 우선 100 mm 두께의 강재를 1,150 oC

에서 2시간 정도 재가열한 후 980 oC에서 압연을 시작

하며, 오스테나이트 재결정 온도 이상과 그 이하에서 각

각 70 %, 50 % 이상의 압하률로 압연을 실시하여 15 mm

두께의 판재로 제조하였다. 마무리 압연 후 800 oC에서

350 oC까지 20 oC/s 이상의 속도로 가속냉각하였다. 본 연

구에서 제조된 시편들은 일반적인 철강재료 시편들의 미

세조직들과 달리 높은 압하율의 제어압연과 빠른 냉각

속도의 가속냉각으로 인해 GB(granular bainite), DUB

(degenerate upper bainite), LB(lower bainite), LM(lath

martensite) 등의 다양한 저온변태 조직들이 형성될 것으

로 기대되었다.4,5,9-11)

미세조직 분석은 압연판재의 옆면, 즉 L-S(longitudinal-

short transverse) 면을 관찰하였다. 광학현미경과 주사전

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영상분석

기를 이용하여 각 상의 분율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colloidal silica로 최종 연마하여 기계적 연마로 발생된

표면의 결함을 최소화한 다음 EBSD 분석을 통해 유효

결정립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저온변태 조직의 하부구조

(substructure)를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투과전자현미경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Model: JEM-

2100F, JEOL)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편의 경도는 비커스

경도시험기(Model: FM-300, Future-Tech Corp.)를 이용하

여 300 g의 하중 하에서 측정하였다.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판재 두께의 1/2되는

위치에서 인장 및 충격 시편을 채취하여 ASTM E8 표

준시험법에 따라 sub-size 봉상 시편(표점거리 25.4 mm,

직경 6.3 mm)으로 가공하고, 10톤 용량의 만능시험기

(Model: Instron 5882, Instron Co.)를 이용하여 5 mm/

min의 속도로 상온에서 인장시험을 실시하였다. 충격시

험은 ASTM E23 표준시험법에 따라 T-L 방향으로 10 ×

10 × 55 mm의 Charpy V-notch 충격 시편으로 가공한 후

500 J 용량의 충격시험기(model: FAHC-J-500-01, JT Toshi

Inc.)를 이용하여 다양한 온도 범위(−196 ~ +50 oC)에서 실

시하였다. 저온인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성-취성 천이온도

(ductile-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DBTT)는 hyperbolic

tangent fitting을 통해 상부 흡수에너지와 하부 흡수에너

지의 평균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가지는 온도로 결정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미세조직

본 연구에서 제조된 시편들의 광학현미경과 SEM 미

세조직 사진들을 Fig. 1과 2에 각각 나타내고, 미세조직

분석 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광학현미경 사진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wt. %).

Specimen C Si Mn Cu B Ni+Cr+Mo Nb+V+Ti Al

Base 0.070 0.24 1.85 - -

0.7 0.1 0.03
Cu 0.068 0.25 1.90 1.54 -

B 0.073 0.25 1.88 - 0.001

Cu-B 0.073 0.26 1.90 1.57 0.001

*N < 30, P < 100, S < 30(parts per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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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Fig. 1), 모든 시편들은 압연 후 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에서 생성된 미세조직들로 인해 구 오스테나이

트 결정립계(prior austenite grain boundaries)가 잘 나타

나진 않지만, 압연방향으로 미세조직들이 연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Cu-B 시편의 경우에는 패킷(packet)

내부에 평행하게 배열된 래스들(laths)과 함께 압연 방향

으로 연신된 구 오스테나이트의 입계가 pancake 형태로

다소 뚜렷하게 관찰된다(Fig. 1(d)). 

SEM 미세조직 사진들을 보면(Fig. 2), Base 시편은 대

부분 GB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도가 236 Hv 정

도이다. 전형적인GB 조직의 TEM 사진을 Fig. 3(a)에 나

타내었다. GB 조직은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변태되

는 저온변태 조직으로 다소 조대한 등축정 형태의 베이

나이트와 각진 입자 형태의 M-A 상(martensite-austenite

constituent)이 혼합되어 있다. GB 조직은 저온변태 조직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전위밀도를 가지므로 강도와 경

도는 다소 낮지만, 높은 인성을 가진다.1,10) Cu 시편의

경우 GB 조직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Cu 첨가에 의한 경

화능 증가로 인해 DUB 조직이 많이 관찰되며, LB/LM

조직도 일부 형성된다. DUB 조직의 전형적인 TEM 사

진을 보면(Fig. 3(b)), 래스 형태의 베이나이트 사이에 M-

A 상이 존재하며, 전위밀도가 비교적 높다. DUB의 래스

경계에 존재하는 연신된 형태의 M-A 상은 응력 집중이

커서 균열이 쉽게 형성되기 때문에 인성을 크게 저하시

킬 수 있다.5,10)

한편 B 시편은 GB, DUB, LB/LM 조직이 모두 형성

되어 있으며, Cu 시편에 비해 LB/LM 조직의 분율이 크

게 증가한다. 이는 B의 미량 첨가(약 10 ppm) 시 오스

테나이트 결정립계에 편석된 B에 의해 경화능이 크게 증

가되기 때문이다.4,8) 또한 Cu와 B이 동시에 첨가된 Cu-

B 시편은 미세조직의 대부분이 LB/LM 조직으로 되어 있

다. LB와 LM 조직은 모두 빠른 냉각속도에서 주로 형

성되는 조직으로 DUB와 같이 평행하게 배열된 래스 형

태의 구조를 갖지만, DUB 조직보다 전위밀도가 높고, 래

스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이들 조직은 래스 폭이나 전

위밀도, 2 차상의 형태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데, 전형

적인 TEM 사진을 Fig. 3(c)-(d)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

로 LB는 래스 내부에 미세한 탄화물들이 일정한 방향

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LM은 래스 내부에 탄화물들이 존

재하지 않는다.4,5,10) 

3.2 유효결정립도와 저온인성

시험온도에 따른 충격 흡수에너지를 Fig. 4에 나타내

고, 인장 및 충격 시험결과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모

Fig. 2. SEM micrographs of the (a) Base, (b) Cu, (c) B, and (d)

Cu-B specimens. Nital etched.

Fig. 1. Optical micrographs of the (a) Base, (b) Cu, (c) B, and (d)

Cu-B specimens. Nital etched.

Table 2. Microstructures and their volume fraction, and Vickers hardness.

Specimen
Microstructure Volume fraction(%) Vickers hardness

(Hv)Major phases Minor phases GB DUB LB/LM

Base GB - > 95 - - 236

Cu DUB, GB LB/LM 32 58 10 304

B LB/LM, DUB GB 11 27 62 367

Cu-B LB/LM - > 95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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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시편들은 시험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흡수에너지가 낮

아지는 연성-취성 천이거동을 나타낸다. GB 조직으로 대

부분 구성되어 있는 Base 시편은 항복 및 인장 강도는

가장 낮지만, 연신율과 흡수에너지가 높은 우수한 연성

과 인성을 나타낸다. 특히 DBTT가 −65 oC 로 가장 낮

고, 저온(−20 oC)에서의 흡수에너지가 175 J로 매우 우수

Fig. 3. TEM micrographs showing typical (a) GB(granular bainite), (b) DUB(degenerate upper bainite), (c) LB(lower bainite), and (d) LM

(lath martensite) microstructures in the B specimen.

Fig. 4. Charpy absorbed energy plotted a function of temperature for the of the (a) Base, (b) Cu, (c) B, and (d) Cu-B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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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저온인성을 나타낸다. Cu 시편은 DUB 조직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도는 약간 증가하지만, DBTT

가 높아지고 흡수에너지가 크게 감소한다(Table 3). 한편

B 시편은 Cu 시편과 같이 GB, DUB, LB/LM 조직이

모두 형성되어 있지만, Cu 시편에 비해 LB/LM 조직의

분율이 크게 증가하여 항복 및 인장 강도가 1.0 GPa 에

이르는 매우 높은 강도를 나타내며, DBTT가 −47 oC로

Cu 시편과 거의 같으면서 저온에서의 흡수에너지가 110 J

로 우수한 저온인성을 나타낸다. 이는 DBTT에 미치는

강도와 유효결정립도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래

의 Cottrell-Petch 식을 보면,10,11) DBTT는 강도가 낮을

수록, 유효결정립도가 작을수록 감소한다. 

DBTT(C0) = F(σ0+ σS+ σD+ σP) - KyD
-1/2

여기서 σ0, σS, σD, σP는 격자마찰(lattice friction), 고

용(solid solution), 전위(dislocation), 석출(precipitation)에

의한 강화 효과를 각각 나타낸다. D는 유효결정립도로

알려진 평균 domain 크기(일반적으로 10~15o 이상의 결

정학적 방위차(misorientation)를 갖는 결정립 크기)로 페

라이트 강의 경우 평균 결정립 크기에 해당되지만, 저

온변태 조직의 경우 미세조직의 하부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구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 또는 패킷 크기 블

록 크기(block size), 래스 폭 등 다양한 미세조직학적 인

자에 의존한다. 일반적으로 유효결정립도는 파면이나 파

단면 분석을 통해 벽개균열이 직선적으로 전파되는 길이

(unit crack path)나 벽개파괴 단위(cleavage fracture unit)

등를 통해 많이 측정되었지만, 최근에는 EBSD를 통한

유효결정립도 분석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1-3,10-13) 

Fig. 5의 EBSD 분석 결과를 보면, GB 조직은 유효결

정립도가 3~5 mm로 나타나지만, DUB 조직은 내부에 존

재하는 베이나이트 결정립 사이의 결정학적 방위 관계가

유사하여 유효결정립도가 매우 크다. 따라서 DUB 조직

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Cu 시편의 경우 저온에서 (100)

면으로 벽개 파괴 시 균열 전파에 대한 저항성이 작아

저온인성이 크게 낮아진다. 그러나 B 시편은 미세조직

내에 다양한 결정학적 방위를 갖는 결정립들이 많이 나

타나며, 미세한 고경각의 결정립계가 존재하여 유효결정

립도가 가장 작다. 이는 LB나 LM 조직이 포함된 B 시

편의 경우 패킷 내부에 서로 다른 결정방위를 갖는 블

록들이 존재하여 베이나이트의 패킷 크기가 아닌 블록

크기에 의해 유효결정립도가 결정되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1,12) 그러나 LM 조직은 탄소가 침입형 자리에 고용된

채 잔류하여 한 축으로 정방정 뒤틀림(tetragonal distor-

tion)을 일으켜 슬립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격자 마찰과

탄소 고용에 의해 높은 강도를 얻을 수 있지만, LB 조

직에 비해 낮은 연성과 인성을 가진다.5,10) 따라서 LM

조직보다는 LB 조직이 많이 형성될수록 상대적으로 우

수한 강도와 인성의 조합을 얻을 수 있다.5,10) 한편 Cu-

B 시편은 미세조직의 대부분이 LB 또는 LM 조직으로

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도가 매우 높아 다른 시편

들에 비해 높은 DBTT와 가장 낮은 흡수에너지를 나타

낸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어압연과 가속냉각에 의한 TMCP를

Table 3. Tensile and Charpy impact test results.

Specimen

Tensile properties Charpy impact properties

Yield 

strength(MPa)

Tensile 

strength(MPa)
Elongation(%) Yield ratio

Absorbed energy at 

−20 oC(J)
DBTT(oC)

Base 576 725 23 0.79 175 -65

Cu 741 936 19 0.79 87 -48

B 980 1097 12 0.89 110 -47

Cu-B 1005 1214 10 0.83 38 > RT*

*Room temperature

Fig. 5. EBSD analysis results showing inverse ploe figures for the

(a) Base, (b) Cu, and (c) B specimens. The black lines indicate

high-angle grain boundaries with misorientation larger than 15

degree, and the white arrows represent cleavage crack propagation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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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결정립을 미세화시키고, Cu 및 B를 첨가하여 다

양한 고강도 베이나이트강을 제조할 수 있었다. Cu 첨

가는 고용강화와 경화능의 일부 증가로 인해 강도를 증

가시키지만, 유효결정립도가 큰 DUB 조직의 형성으로 인

해 저온인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Cu와 B이 동시에 첨

가된 시편은 LB, LM 조직이 대부분 형성되어 강도는

매우 높지만, 저온에서의 흡수에너지가 매우 낮고, DBTT

가 높았다. 그러나 B 이 첨가된 시편의 경우 DUB 조

직의 분율이 낮고 GB, DUB, LB/LM 등의 다양한 저온

변태 조직들이 적절하게 형성되어 있어 항복 및 인장 강

도가 1.0 GPa 정도로 높을 뿐만 아니라 전체 유효결정

립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강도와 저온인성이 모두 우수

한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TMCP 조건에 따

른 제어압연과 가속냉각에 의해 강도와 저온인성의 우

수한 조합을 얻기 위해서는 Cu와 B 첨가에 따른 다양

한 저온변태 조직의 형성과 그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References

1. B. Hwang, C. G. Lee and S. J. Kim, Metall. Mater.

Trans. 42A, 717 (2011).

2. H. K. Sung, S. Y. Shin, B. Hwang, C. G. Lee and S. Lee,

Metall. Mater. Trans., 44A, 294 (2013).

3. H. F. Lan, L. X. Du and R. D. K. Misra, Mater. Sci. Eng.,

611A, 194 (2014).

4. I. Tamura, H. Sekine, T. Tanaka and C. Ouchi,

Thermomechanical Processing of High-Strength Low-

Alloy Steels, Butterworth & Co. Ltd., London (1988).

5. B. Hwang, C. G. Lee, S. Lee and C. Lee, Trends in

Metals & Materials Engineering, The Korean Institute of

Metals and Materials, 22, 28 (2009).

6. S. Takaki, M. Fujioka, S. Aihara, Y. Nagtataki, T.

Yamashita, N. Sano, Y. Adachi, M. Nomura and H.

Yaguchi, Mater. Trans. JIM, 45, 2239 (2004).

7. A. M. Elwazri, A. Fatehi, J. Calvo, D. Bai and S. Yue,

ISIJ Int., 48, 107 (2008).

8. D. H. Werner, Boron and Boron Containing Steels, Verlag

Stahleisen mbH, Düsseldorf (1995).

9. S. -C. Wang and J. -R. Yang, Mater. Sci. Eng., 154A, 43

(1992).

10. J. Koo, M. J. Luton, N. V. Bangaru, R. A. Petkovic, D.

P. Fairchild, C. W. Petersen, H. Asahi, T. Hara, Y. Terada,

M. Sugiyama, H. Tamehiro, Y. Komizo, S. Okaguchi, M.

Hamada, A. Yamamoto and I. Takeuchi, Int. J. Offshore

Polar Eng., 14, 2 (2004).

11. N. J. Petch, Philos. Mag., 3, 1089 (1958).

12. T. Furuhara, S. Morito and T. Maki, in Proceedings of

the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Steel Science

(Kyoto, Japan, 2007), p. 51.

13. A. Ghosh, S. Kundu and D. Chkrabarti, Scripta Mater.,

81, 8 (2014).


